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조선전기 서천의 사회구조
조선 전기 서천지역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료는 많지 않다. 이 무렵의 사회상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은『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등의 지리지류와『조
선왕조실록』
에서 찾아볼 수 있다.『조선왕조실록』
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
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것으로, 조선시
대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이 담겨있고,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지리지류의 기록은 전국 군·현의 일반적인 상황을 같은 체
제하에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조선전기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
와『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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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승람』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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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1454) : 세종의 명으로『경상도지리지』및 각도의 지리지
가 완성된 후 그것을 모아『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가 편찬된 것을
수정한 것으로 1454년(단종 2)에 완성된『세종실록』
의 부록에 해당한다.『세
종실록』제 148권에서 제 155권까지 총 8권 8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서천지역인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현(庇仁縣)은 제149권에 실
려 있다.『세종실록』
지리지는 현존하는 최초의 관찬지리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인문지리·사회·경제 부분이 더욱 상세해진 것이 특징으로 15세기
의 조선실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로서 서천지역에 관한 사
정도 예외는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481~1530) : 조선 건국 후 통치상의 필요에 의해 명나
라의『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체제를 본 따 1481년(성종 12)에『동국여지승
람(東國輿地勝覽)』50권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다시 1486년(성종 17)에 증산

(增刪)·수정을 하고 1499년(연산군 5)의 개수를 거쳐 1530년(중종 25)에 증보
하여『신증동국여지승람』
이 완성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
지의 집성편으로,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행정·군사·사회·민
속·예술·인물 등 지방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사
전식 서적이다. 특히 인물·예속·시문 등의 항목에 비중이 두어져 있다.
이와같은 사료를 기초로 서천지역 3개 군현의 사회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산군
한산군은 1413년(태종 13)‘한산군’
으로 된 이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개편이
있을때까지 그 행정적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산군의 사방경계는 서쪽의 서천, 남
쪽의 전라도 진포, 북쪽의 홍산과 접하고 있다. 조선초에 호수가 342호, 인구가
1,607명이 살았고,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이르면 호수가
421호, 인구가 1,876명가 되었다. 토질은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 정도로, 간
전은 조선초기 3060결이었던 것이 1500년대는 3774결까지 늘었다. 이중 논이
약 60%가 되었다. 조선초에도 대표적인 특산물은 오곡과 모시, 조[粟]·메밀[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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麥]·삼[麻]·참깨[芝麻]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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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 건지산성이 있어 그 내부에는 군창(軍倉)도 있었고, 역원으로는 신곡역
(新谷驛)과 간법암원(看法巖院)·숭정원(崇井院)·곡화원(曲火院)·길산원(吉山
院) 등이 설치되었다.
한산군의 봉화는 도리산(都利山)과 남산(南山)에 있으면서, 서천 장암에 봉홧
불이 오르면, 도리산에서 받고 그것을 남산에서 받아, 임천(林川)의 개암(介巖)으
로 전하였고, 순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3개 군현 중 주목되는 것은 한산군의 경우 서천이나 비인에
는 보이지 않는 인물조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곡( 穀)과 이색( 穡)이 기
록을 찾았다. 현재의 충남지역인 공주목과 홍주목의 다른 군·현에서도 인물조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당시 이곡·이색 부자의 위상이 높았
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은 1500년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형승조(形勝條)에는
한산군의 형승에 대해‘산기수수(山奇水秀)’
라 하여 이파( 坡)의 취읍정(翠 亭)
기문을 인용하였다. 즉,“산이 기이하고 물은 아름다운데 기린봉(麒麟峰)은 북쪽
에서 진산(鎭山)이 되고, 웅포(熊浦)는 그 남쪽을 통하여 흐른다.”
라는 것이었다.

금강이 흐르는 한산의 산수를 표현한 것이다. 한산군의 주요 산과 고개, 포구도
상세히 알 수 있다. 산으로는 한산고을의 진산인 건지산(乾至山)을 비롯하여 취
봉산(鷲峰山)·기린산(麒麟山)·월명산(月明山)·원산(圓山)·계점산(鷄岾山)이
있고, 육로의 주요 깃점이 되는 고개는 기현(箕峴)·적현(赤峴)·곡현(曲峴)이 있
었다. 또한 물길을 따라 상지포(上之浦)·후포(朽浦)·기포(岐浦)·와포(瓦浦)·
아포(芽浦)·진포(鎭浦)가 있었다.
한산군의 경우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한 것이 특징이다. 한산군의 인
물조에는 고려 7명, 본조 1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효자 박지(朴地)와 열녀 나계
문(羅繼門)의 처 윤씨(尹氏)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한산이씨(韓山 氏)인 점이 주
목된다. 이는 당시 한산 이씨가 이 지역의 명문가문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궁실조의 객관에는 이곡의 기문이 있다. 기문
의 내용은 기축년(1349)에 비가 와서 마산(馬山) 객관의 낭사가 무너졌는데, 군수
박군이 군민과 아전에게 객관 중수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역사(役事)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중수과정에 있어서 군수의 주도적인 역할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찰 관련 기록을 보면 일광사(日光寺)·숭정사(崇井寺)·고석사(孤石寺)·회사
(回寺) 및 이색의 초상화가 있던 영모암(永慕庵) 등이 한산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한산에는 고려때 사람 김자수(金子粹)와 조선에 들어서 조계생(趙啓生) 이승소(
은 이색의 시는 한산을 고향으로 하는 이색의 진한 향토애가 느껴진다.
● 한산팔경(이색의 시)
- 숭정암송(崇井巖松) :“봉우리위엔푸른돌솟아났고, 소나무이마언저리엔흰구
름연하였네. 나한당( 漢堂) 적적도한데, 거주하는중들은교와선이섞여있네.”
- 일광석벽(日光石壁) :“우뚝히 평야에 서서, 저 까마득히 긴 하늘 굽어보네.
푸른 석벽 작은 승방(僧房)에 불등(佛燈)이 반공(半空)에 걸려있네.”
- 고석심동(孤石深洞) :“평평한 들판이 장차 다하려는데, 회봉(回峯) 바라보니
다시금 높구나. 한 구역 궁벽한 곳에, 절간이란 본래 외롭네.”
- 회사고봉(回寺高峯) :“뒷 고개는 삼각을 이루었고, 앞 봉우리 반공에 치솟았
다. 가는 배 쇠 닻줄 내리니, 혹시 광풍(狂風)이나 있을런가.”
- 원산수고(圓山戍鼓) :“바다 위 높은 산에 봉화(烽火) 전하고, 여염( 閻)은
파도를 눌렀네. 백년 간 난리 없는 이 땅에 수자리 북소리 석양이 짙다.”
- 진포귀범(鎭浦歸帆) :“가는 비 복사꽃 물결과, 찬 서리 갈대 잎 가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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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召) 이색 등이 남긴 시문이 있어 그 글이 지금도 전하는데, 다음의 한산 8경을 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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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 돛대는 어느 곳에 떨어지려나. 아득한 한 조각배.”
- 압야권농(鴨野勸農) : 압야는 읍 북쪽 3리에 있다.“냇가의 들판은 반반하기
숫돌 같고, 가득히 심은 벼, 질펀하기가 구름 같네. 원님은 행차를 재촉하고,
들판을 돌아다보니 땅거미 지려한다.”
- 웅진관조(熊津觀釣) :“마읍(馬邑) 산봉우리 병풍 비껴 쳤고, 웅진 강물은 이
끼빛으로 물들었다. 물에 드리운 낚시 실바람 받아 간들간들, 때마침 달밤에
야 돌아오네.”
하였다.

2) 서천군
서천군은 고려때에 인접한 가림현의 임내에 있었지만, 이 지역 출신 이언충(李
彦忠)이 충선왕(忠宣王)에게 공로가 있었다 하여 지서주사(知西州事)로 승격된 후
조선 태종 13년에 서천군(舒川郡)으로 개칭되었다. 서천군은 일제강점기에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한산군·비인현과 합쳐져 서천군이 될 때 대표지명이
되었다. 서천군은 한산군보다 규모가 조금 큰 고을이었다. 1400년대에 호수가
421호, 인구가 1876명이었고, 간전도 3774결에 이르렀다. 서천의 특산물은 오곡
과 조·메밀·삼·모시·참깨로, 한산과 비슷하였다. 토공(土貢)은 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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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참가사리[細毛]·황각(黃角)이고, 약재(藥材)는 호라비좆뿌리[天門冬]·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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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풀[麥門冬]·새박뿌리[何首烏]·오징어뼈[烏魚骨], 토산(土産)은 모과·감·
가는대·왕대·민어·참치·대합조개·굴[石花]로, 해산물이 많았다. 또한 바다
를 접하고 있는 까닭에‘어량(魚梁)’
이 17군데로, 주로 홍어·상어·숭어·전어
(錢魚)·민어·오징어·붉은 큰새우·갈치·가물치가 났다. 소금 굽는 염소(鹽
所)가 2곳에 전체 가마가 21개 있었다.
읍성이 운은산(雲銀山) 아래에 있었고 이 안에 군창(軍倉)시설이 있었다. 역
(驛)은 태종 무자년에 설치한 두곡역(豆谷驛)이 있고, 원으로 객망원(客望院)과 길
산원(吉山院)이 설치되었다. 통신시설인 봉화는 장암(長巖)과 다사산(茶沙山)에
있었는데, 장암 봉수는 전라도 옥구 점방(占方)에서 이어져 다사산에 전했고 다
시 비인(庇仁) 칠지(漆枝)로 연결되었다.
서천군에는 고려때부터‘웅진명소(熊津溟所)’
라 하여 봄·가을에 소재관(所在
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 전국의 영험
한 곳에 제사를 올리는 장소를 선별할 때에 다시 웅진명소가 거론되었다. 그와함
께 단의 위판을‘웅진명소지신’
이라 쓰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로 웅진명소는‘용
당진사( 堂津祠)’
로 바뀌어 고을 관아에서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서천군의 읍성은 원래 영취산 산마루에 있었는데, 지대가 외지고 막혔다 하여
세종때에 터를 옮겼다. 옛 읍성 터는 현재의 서천군 마서면과 서천읍의 경계이다.
당대의 명유들중 서천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 이 시문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산에 살았던 이색( 穡)과, 세종조의
뛰어난 유학자 정인지(鄭 趾), 이승소( 承召) 등의 시가 있다. 그중 이승소의 시
에는 서천의 아름다운 풍광이 잘 나타나 있다.
● 저엽번풍취량제(苧 飜風翠 齊)
산 열리고 들 넓으니 푸른 하늘 나지막한데, 말 놓고 돌아오니 낮닭의 우는
소리 들린다. 맑은 시냇물 흰 비단 펼쳐 놓은 듯, 멀리 별포(別浦)로 통해 흐
르고, 밭두둑 수놓은 듯 착잡하여 긴 방죽에 들렀구나. 대나무 숲에 비 내리
니 푸른 연기 침침하고, 모시 입새 바람에 뒤집히니 검푸른 물결 일어난다.
태평세월의 참된 기상을 여기서 보았노라. 저 촌 늙은이 산신제 지낸 뒤에
취하여 붙들고 가는 모습에서…

3) 비인현
비인현은 서천지역의 3개 군현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고을이었다. 서쪽의 영역
섬이었다. 호수가 166호에 인구는 651명이며, 간전인 1622결로 인접한 서천군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특산물은 조기[石首魚]·숭어[秀
魚]·전복[鰒]·청어(靑魚)·홍어(洪魚)·상어[ 魚]·오징어[烏賊魚]·삼치[麻
魚]·전어(錢魚)·조개[蛤]·민어(民魚)·농어[ 魚]·낙지[絡締]·살조개[江瑤
珠]·참가사리[細毛]·김[海衣]·백화사(白花蛇)·대나무[竹]·대살[竹箭] 등으로
대부분 해산물이었다. 어량(魚梁)이 15곳이며 주로 청어·홍어·상어·전어·숭
어·가물치·오징어가 났다. 염분(鹽盆)이 20개인데, 염정(鹽井)이 하나이다. 또
한 장항리에 도기소(陶器所)가 있어 하품(下品)짜리 도기를 제조하였다.
읍의 치소는 원래 비인 성북리에 있었는데, 선덕(宣德) 5년 청화역(靑化驛) 동
쪽으로 옮겼다. 역원은 태종 갑오년에 설치한 청화역과, 종천원(鍾川院), 독두등
원(禿豆等院), 탑원(塔院)이 있었다. 칠지산 봉수는 서천 다사산과 남포 덕산을 잇
는 통신수단이었다.
비인현은 바닷가 고을로, 고려때부터 임진왜란 이후까지도 왜구의 침범이 빈
번하게 이루어졌다.『신증동국여지승람』관방조(關防棗)의 도두음곶수(都豆音

제4장 조선시대

은 농토보다는 개펄이 펼쳐진 해안이었고, 지금은 육지가 된 많은 부분이 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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戍)에는 1419년(세종 원년)에 왜선(倭船) 50여 척이 습격해 와서 도두음곶의 병선
을 포위하고, 만호(萬戶) 김성길(金成吉)이 그의 아들 윤( )이 왜적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1400년대의 인물인 서거정(徐居正)이 비인을 돌아보고 지은 비인팔경
시문이 남아있다.
● 비인팔경((徐居正, 1420~1488)의 시)
- 미망대해(微茫大海) :@“만리 고래 물결. 만리의 하늘 남명(南溟)으로 옮겨가는
붕새[鵬], 몇 3천을 활개쳐 날았던고. 맑고 깊은 곳에 신룡(神龍)이 졸고 있으리
니, 우저(牛渚)의 신령한 물소 뿔에 나도 불붙여 비추어 보련다.”하였다. 이숙함
( 叔 )의 시에,“바다 기운 망망한데 물이 하늘을 치니, 뒤집히는 집채같은 물
결이 만 천, 또 천이나 된다. 평생에 운몽(雲夢)의 호수 동정호를 삼켜보려고 한
것도 여덟 아홉 번이었지만, 이 바다를 대하니 흉금이 갑절이나 넓어지는구나.”
- 은영소도(隱映小島) :“큰 자라 등에 얹혀 있는 자그마한 섬들이 신기하게 푸른
파도 가운데 솟아 있는데, 바다 기운 혼몽하게 종일토록 싸고 있다. 이 사이에
가장 기화(奇畵)같은 장면이란, 맑게 개인 날 넘쳐 출렁대고 가는 비에 은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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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모습일세.”하였다. 이숙함의 시에,“탄환같이 작은 섬들이 안중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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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는데, 개인 날도 담담한 조각구름이 싸고 있구나. 그대의 손을 빌려 이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고, 곧장 안개 비 내리는 아득한 그 때를 기다리노라.”
- 중중신루(重重蜃 ) :“구름같은 파도, 눈같이 부서지는 물거품 이미 솟고 있
는데, 신기루에 뜬구름은 다시 몇 층이던가. 늙은 용의 오묘(奧妙)한 술법인
줄 알긴 하지만, 어찌하여 부르고 불러도 끝내 대답이 없느냐.”하였다. 이숙
함의 시에,“처음엔 산악같은 형세를 이루더니, 홀연히 경루(瓊 ) 다섯 층으
로 변하였네. 해상의 신선이 정녕 저 조각한 난간에 의지하고 있으련만, 아
마도 시끄러운 진세(塵世)가 싫어서 대답하지 않는 거겠지.”
- 점점나계(點點螺 ) :“먼 산봉우리 흰 구름 사이로 출몰한, 부녀자들의 구
름 모양의 쪽[

]과도 같아 그 검은빛이 차기만하다. 아득한 저 창파(蒼波)

약수(弱水)와 연했으니, 이 사이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는 것이 아닐까.”하
였다. 이숙함의 시에,“푸른 옥비녀 저 멀리 아득한 곳에 비꼈는데, 쪽 모양
의 봉우리가 은은히 공중을 끊고 서 있는 듯 시원해 보인다. 짙은 단장 서자
(西子)와도 비하리니, 이는 곧 서호(西湖)의 비 개인 뒤의 산의 모습이라네.”
- 둔영수고(芚營戍鼓) :“동해 바다도 이제는 깨끗이 숙청되어 풍파를 모르는 데,

비휴(

)같이 용감한 군대 엄히 지켜 소요스런 소리 다시없다. 장군님 베개

높이 베고 깊은 졸음 들었는데, 때로 원문(轅門)의 북 소리 울려온다.”하였다.
이숙함의 시에,“옛날에 고래가 바다에 뛰어나와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화살
도 나느라 분분(紛紛)하여 온 땅이 시끄러웠다. 이젠 오늘의 태평한 기상을 알
겠도다. 짧고 길게 경각( 刻)을 알리는 수자리의 북소리 한가롭게 치는구나.”
- 연포귀범(煙浦歸帆) :“한평생 이 몸에 한 양구(羊

)를 걸치고, 금자라[

鰲]를 낚으려고 낚시질을 일찍이 쉬지 않았다네. 반폭 대자리[

]에 바람

을 가득 싣고, 석양에 돌아가는 저 한 조각배여.”하였다. 이숙함의 시에,
“고기잡이의 저 도롱이를 아예 초구(貂 )와도 바꿀 수가 없이, 가는 비가
오나 바람 불어도 쉬려하지 않았다네. 해 늦게 돌아가는 저 돛대 처소 정한
곳 없어서, 창망(滄茫)한 바다 위에서 평생을 외로운 배에 보냈구나.”
- 송평추월(松坪秋月) :“해마다 8월이면 저 달 중천에 뜨는데, 양쪽 강기슭 단풍
은 나무마다 붉게 물들었네. 어느 곳 선객들이 쇠피리[鐵笛]에 손가락 짚어 희
롱하였다. 밤 깊어가니 사람의 말소리가 작은 정자에서 새어 나온다.”하였다.
이숙함의 시에“엉긋한 소나무에 시원한 저 달 그림자 공중에 흔들리는데, 흰
새 날고 파도 치는 강가에는 연홍(軟紅)이 격했고나. 어찌하면 신선으로 옥피
리[玉笛] 불게 하여, 용의 울음소리를 다시 파도 거품 속에서 들을 수 있을까.”
종소리 저 달을 흔들고 평림(平林)으로 떨어지네. 유연(悠然)히 나로 하여금
깊은 반성 일으켜, 홍진(紅塵)속 10년 간의 이 마음을 다 씻어 주는구나.”하
였다. 이숙함의 시에,“날 저물고 연기 깊어 먼 봉우리는 잃었어도, 종소리
맑게 울려 다시 절이 있음을 알았노라. 지팡이 붙들고 곧장 중을 찾아가서
한 번 조계수(曹溪水) 빌려 얻어 이 마음을 씻고 싶다.”

2. 왜란·호란기 서천지역의 동향
1) 서천지역의 전황
조선시대를 통틀어 국가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했던 시기를 꼽는다면 1592
년 발발하여 7년간 지속되었던 임진왜란과 그 후 40여년만에 발생한 병자호란을
들 수 있다. 오랜 평화상태에 있던 조선은 급작스럽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의 소
용돌이에 빠지면서 국가의 기본체제 및 사회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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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모종(觀寺暮鍾) :“그 절 연하(烟霞) 속 몇 째 봉우리에 있었던고,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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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밖에 없었다.
전란의 시작은 경상도 부산 앞바다였고, 일사천리로 북상하는 왜군은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충청지역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서울·경기의
사이에 있어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특히 서천지역은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곳으로 예로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다. 임진왜란때에도 이 물길을 따라
올라오는 왜군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년 4월에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군 제1번대는 동래부를 거
쳐 조선관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상주를 지나 조령으로 향하였고, 제2번
대 역시 부산에 상륙하여 경상좌도를 침탈하고 충주로 들어갔다. 또한 제3번대는
동래에서 김해로 침입하여 경상우도를 따라 올라와 추풍령을 넘어 청주방향으로
침입하였고, 제4번대는 3번대와 함께 창령을 점령한 후 추풍령방향으로 향하였다.
제5번대는 제4번대의 뒤를 따랐으며, 제6번대와 제7번대는 후방을 지키며 북상하
였고, 제8번대는 서울함락 보고를 받은 후 북상하였다. 제9번대는 일본 이키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적의 침입사실이 중앙에 보고된 것은 4일이 지난 후였고, 조정에
서는 각 인물을 선발해 주요 요지의 군관으로 임명하고 적의 북침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한산의 군수로 있던 나급( 級)이 목천(木川)·청주(淸州) 등지의 군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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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명을 합하여 모두 거느리고 7월 20일에 충주(忠州)에 당도하였다는 소식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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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보고되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593년 6월 5일 전국 각 군현의 침탈 상
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한산군, 서천군, 비인현은 모두 적이 들어오지 않
았다. 이무렵 비변사에서는 인재·식량·군사 등 급선무에 대해 임금에게 아뢰면
서, 무기를 제조하기위해 큰 고을에 도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각
도의 거진(巨鎭)이 언급되었는데, 충청도에서는 홍주·공주·임천·서천이었다.
1593년 8월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군량의 운반 문제를 의논하면서, 군산으로
실어와 한산을 경유해 공주 금강에 도착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내륙에 주둔한 중
국의 군대에 군량을 전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금강의 수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즉 이때까지도 서천지역은 안전한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
란기의 불안함은 이미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594년(선조 27) 11월에는 사헌부에서 호서의 임천과 한산에 도적이 성하여
토평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기도 하였다. 1597년에는 적이 금산으로부터 회덕·
임천·한산 등지에 침입하여 이곳저곳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였으며, 이때에 서
천향교와 한산향교에 화재가 나 모두 소실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시
발이 군사를 일으켰지만 반 이상이 도망하여 흩어져 버렸다. 이시언과 충청도방

어사 박명현이 거느린 병사들도 모두 도망가버렸는데, 그 이유는 병사들이 모두
내포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고향에서 벌어진 엄청난 살육의 소식에 동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597년 정유년 다시한번 왜의 침입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었다. 정
유재란은 1598년 이순신의 노량해전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 두 번에 걸친 7년
전쟁은 조선 정부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600년(선조 33) 흉적이 침입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한나절도
걸리지 않으니, 적이 다시 진도·비인·남포까지 이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
를 입을 만한 곳을 골라 방어한다는 계책을 논의하였다.
전란을 통해 서천지역 앞바다는 적이 북상하는 바닷길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2) 서천 사람들의 대응
국가전란기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섰다. 관리로서 또는 병사가 되어 출전하기도 하고, 초야에 묻혀 공부
를 하던 선비들은 의병을 소집하거나 군량미를 모았다. 고향을 버리고 피난을 떠
나 그곳에 정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다른 군현의 사람들이 서
한산의 효자 노경인(盧敬仁)은 정유재란으로 왜적이 침입하자 부모와 함께 산
으로 피하다가 갑자기 적이 나타나 아버지를 물에 빠뜨려 죽이니 함께 죽고, 어
머니 박씨도, 업혀 아이까지 모두 물에 함께 물에 투신하여 죽게 되어 국가에서
는 정려를 내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한산이 유력한 재지사족이었던 한산이씨 이임( 稔, 1548~1624), 남양
홍씨 과묵당(果默堂) 홍미(洪 ), 고령신씨 노성(漁城) 신담(申湛)이 함께 의병을
일으켜 호서 지방을 방어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1603년(선조 36)에는 임진왜란때에 일본까지 잡혀갔던 14명의 남녀가 천신만
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중에는 한산(韓山)에 사는 양인 윤엄개(尹嚴介)도
있었다. 이들은 임진년에 잡혀가 일본의 여러 지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정도로 고생이 심하였다.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각각 처자를 거느
리고 왜선 한척을 구해 직접 노를 젓거나 돛을 달고 무작정 사흘간 바다를 헤맸
는데, 다행히 경상도 바다로 들어올 수 있었다. 당시 수군절도사가 직접 배를 거
느리고 나아가 이들을 데려왔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면역복호첩(免役復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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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역으로 와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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帖)을 만들어 주어 조세부담을 없애 편히 살게 하고, 그중 적과 친밀하던 자가 있
으면, 적의 정세를 물어서 잘 처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병자호란의 난세를 피해 개야도(開也島)에 피신하였던 이들이‘개야도동
고록(開也島同苦 )’
이란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개야도는 비인 앞바다에 있던
작은 섬으로 지금은 육지로 연결되어 서면 개야리로 편제되어 있다. 동고록에는
한산·서천·비인 사람들 뿐만아니라 서울·남포·공주·홍산·부여·대흥 등 여
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인물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명단을 작성한 배경
이나 경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개야도에 피난했던 이들이 화합을 도모
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각각의 자(字), 출
생 간지 등이 부기된 것을 보면 사족 신분으로 추측되며, 병란의 와중에 지역의
사대부가 개야도에서 피난생활을 하여 작성한 기록으로 보인다.
<표 1> 개야도동고록(開也島同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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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安鉉
安鍵
尹愚丁
金壽祉
尹聘殷
張克義
羅絢國
夢
仲生
柳
柳莞
柳荇
張健
羅綸國
吳元誠
趙昌門
尹泰亨
張倜
丘必元
以
以壽
白希孟
白 賢
任之翼
鄭起宗
金增福
盧敏吉

본 관
죽산
죽산
칠원
안동
파평
예산
나주
문화
홍주
문화
문화
문화
예산
나주
해주
한양
파평
예산
평해
전주
전주
서천
서천
풍천
광천
연일
선산
교하

거주지
京
藍浦
京
京
舒川
舒川
舒川
公州
庇仁
公州
公州
公州
舒川
舒川
京
竹山
舒川
舒川
舒川
竹山
竹山
舒川
舒川
舒川
鴻山
韓山
韓山
韓山

盧文吉
柳以軾
安大延
尹東望
宋埈
謙益
德昌
汝龍
宋錫補
宋浩
張俔
張後綱
張胤綱
宋 英
任確
任
宋錫
張天覺
金恂一
穉
金協一

<사진 1> 서면 개야리 전경

韓山
夫餘
溫陽
夫餘
鴻山
大興
大興
庇仁
舒川
庇仁
庇仁
庇仁
庇仁
韓山
庇仁
舒川
舒川
舒川
鴻山
京
鴻山
京
庇仁
舒川
京
京
京
京
庇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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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緯
金澱
尹昌門
尹昌庭
尹昌明
尹昌世
張 網

교하
문화
광주
칠원
진천
전주
전주
홍주
진천
진천
예산
예산
예산
여산
풍천
풍천
진천
예산
광산
덕수
광산
덕수
안동
광주
해평
해평
해평
해평
예산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후를‘조선후기’
로 시대구분 한다. 거듭되는 왜란과
호란 등의 전쟁 및 역모사건은 17세기 무렵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
들었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났고, 조선후기의 정치·경
제·사회의 모든 분야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3. 서해바다와 서천사람들
1) 조운과 해로
서천지역 자연경관의 가장 큰 특징은 서해바다와 금강이다. 한산과 서천의 남
쪽은 금강이 흐르고, 비인과 서천은 서해바다에 접해있다. 지금은 서해안 일대의
개간이 이루어져 해안선이 단순해졌지만, 조선시대 이 지역의 지형은 훨씬 복잡
했다. 지형적 특징에 따라 큰 배가 정박하는 포구와 창고, 그리고 작은 나루들이
곳곳에 있고, 넓은 갯펄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서천지역 사람들의 삶과‘물길’
은 수천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물길
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은 고려시대 사서에서 등장하는 왜구침입이 대표적인 것
140

으로, 바다를 통해 외부의 세력이 접근하는 것은 해로교통이 발달했던 전근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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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연한 현상이었다. 고려시대에 시작된 왜구의 침입은 조선건국 후에까지 이어
졌고, 조선은 관방시설을 정비하고, 병력을 보강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일련의 국가적 조치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으므로, 성종대의 사간원정언(司諫院
正言) 권유(權瑠)는“서천은 비록 연변(沿邊)이라 하더라도 방어(防禦)는 긴요하지
않고 공사(公事)가 번극(煩劇 ; 매우 번거로움)하다.(성종실록 권257 22년9월17일
경인)”
라고 하여, 이 지역에 부임하는 관리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침략을 목적으로 했던 왜구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나가던 배가 표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에는 풍랑을 만나 서천지역 해안으로 표
류해온 우리 배와 외국의 선박에 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배가 표류해
오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를 밝혀 돌려보냈다. 1406년(태종 6) 중국의 배가 비
인현(庇仁縣) 남쪽 도둔당(徒芚堂)에 이르렀는데, 감무(監務) 임목(林穆)이 사람을
시켜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물으니, 굴득(屈得)이란 자가 글로, 중국 절강로(浙江 )
조운선(漕運船) 백호(百戶)라 하였고, 1523년(중종 18)에는 8명의 패선인(敗船人)
이 가외덕도(加外德島)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배에 싣고 와 어느 나라에서 왔
는지 판별하기 위해 서천 등 고을로 관리를 보내기도 하였다. 1544년(중종 39) 마

량(馬梁)에 표류한 중국 사람 이왕걸(李王乞) 등은 송환에 앞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
를 해주기도 하였다. 1794년(정조 18)에는 이양선( 樣船)이 표류하여 마량진(馬梁
鎭) 앞바다에 도착하고는‘등주(登州) 황현(黃縣)’
의 사람이라 하니, 충청도관찰사
가 장계로 보고하고, 서울의 역관을 보내 사정을 살펴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때에
그 번거로움을 들어 호서수영에 역관을 두자는 논의가 벌어질 정도였다.
국적을 알 수 없는 배가 표류할 경우 위기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559년
(명종 14) 황당선(荒唐船) 1척이 남포현에 표류하여 오자 마량 첨사(馬梁僉使)가
먼저 나아가 싸우다가 왼쪽 귀에 화살을 맞고 군관(軍官) 1명과 군사 6명이 피살
되었고, 1794년(정조 18)에 중국의 등주(登州) 사람이 탄 이양선이 마량진 앞바다
에 표류해 오기다 하였다. 조선후기인 1816년(순조 16)에는 영국배 2척이 마량진
(馬梁鎭) 갈곶[葛 ] 아래에 표류하자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끝에 전투가 벌
어질 뻔 하였고, 1879년(고종 17)에 도둔포와 마량진에 청나라 광동성 사람과 타
이사람이 표류했다는 기록도 있다. 1881년에도 마량진에 중국인과 네덜란드인이
표류하였고, 1878년에는 원산과 북청 등지에서 수심을 측량하던 일본군함이 비
인현의 월하포에 와서 정박하였던 일도 있었다.@
한편, 서천지역의 서해 앞바다는 남쪽지방의 세곡선이 서울로 가는 조운로였
다. 조운제도는 조선 건국직후부터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분이다. 국초
조창을 설치하였고, 그밖에는 조선 후기 영조때에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세곡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법규를 매우 엄하게 하였다. 연변의 읍에서는 읍계와
서초(嶼草) 등에 표지를 하고 수로를 잘 아는 자를 태워서 지휘하게 하였으며, 보
령 원산도와 태안 안흥량에서는 중간 검열을 한 후 경강에 도착할수 있도록 하였
다. 조운선이 잘못될 경우는 바로 그 연해지방 고을의 관리가 즉시 이를 구제하고
피해 미곡을 건조해야 했으며, 그 지역민들이 동원되어야했다. 조운선이 표류할
경우 바다를 살피는 인근의 군현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1792년(정조 16)
경상도 좌조창(左漕倉)의 배가 무려 17척이나 호서 앞바다에 침몰하자 서천군(舒
川郡)·비인현(庇仁縣)·마량진(馬梁鎭)의 관리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게 하는
극단적인 처벌을 내렸다. 또한 파선의 손실 일부를 연해 지역민에게 징수하였다.
이 점은 고을 사람들을 너무도 괴롭히는 일이었으므로, 1600년(선조 33) 체찰사
이항복이 연해지역 일대를 순찰하고 돌아와 그 폐단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의 관선 중심 조운체제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 기능상에 한계가 노출
되었고, 17세기 대동법의 실시로 조운량이 증가되자 기존의 조운 시설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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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서해안의 조창으로 예성강주로부터 남해안 섬진강구에 이르는 해안 9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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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사선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각 읍의 지방선(地方
船) 등을 이용하여 세곡을 운반하였다.
한편, 조운선을 노리는 해적도 출몰하여, 1640년(인조 18) 비인현에서 서쪽으
로 가던 양곡선이 홍원곶(紅元 ) 앞바다에서 해적선을 만나 군량미를 모두 잃기
도 하였다. 이때에도 물론, 조운선이 지나는 바다를 미리 수색하지 않은 마량 첨
사(馬梁僉使) 김극겸(金克謙)이 벌을 받았다.
조선후기에는 조운과 관련된 지방관리 및 사공들의 결탁으로 조세를 횡령하거
나, 해난사고의 잦은 발생 등 고질적인 병폐를 면치 못하다가 개항 이후 서양문
물의 도입과 더불어 조운선을 기선으로 대체 운영하게 되었다. 그 뒤 조세의 금
납화( 納化)가 일반화될때까지 선박을 이용한 세곡의 운송은 계속이어졌고, 뱃
길의 편리함 대신에 끊이지 않았던 사건·사고도 감수해야했다.

2) 연해고을 사람들의 생활상
조선시대에 연해고을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해
산물 위주의 공물 마련, 자연재해와의 싸움, 바닷길로 침범하는 왜구와 해적, 조
운선 관리, 여러 가지 군역의 의무 등 수많은 폐단이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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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일도 많아서, 1407년(태종 7)에는 길이가 38척이 넘는 검은색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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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인현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자연재해로는 태풍과 해일 피해가 극심하였다. 해일이 일어나면 바닷가 마을의
농사는 아예 포기해야 하고, 집이 떠내려가는 일도 다반사였으며 심지어 언덕이 물
에 휩쓸려 평지가 될 정도였다. 기형상 섬과‘곶’
이 많아 비인현의 도둔곶(都芚 ),
서천군의 개야조도(開也助島)는 소나무를 심어두고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였다.
관리들 중에는 귀한 해산물을 찾아내 임금에게 직접 바치기도 하였다. 1488년
(성종 19)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비인과 내포에서 나는
‘강요주(江瑤柱)’
라 하는 바닷조개 백 개를 바쳤다는 기록도 있다.
왜구 침입은 조선후기까지 계속되었고, 그 외에 황당선의 표류와 해적선 활동 등
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수차례였다. 뿐만아니라 해적도 종종 나타나 어민을 괴롭
혔다. 1544년(중종 39) 한산(韓山)의 염간(鹽干) 8명은 배에 소금을 싣고 황해(黃海)
지방으로 가다가 마량(馬梁) 앞바다에서 황당선을 만나 모두 약탈당하고 섬에 버려
져있다가 전라 병사(全 兵使) 한기(韓琦)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였다.
1615년(광해군 7)에도 비인(庇仁) 앞바다에 해적선 두 척이 들어와 인천의 흥
리선(興利船)과 서천의 재시선(載枾船)과 전라도에서 올라온 배를 모두 약탈해 가

기까지 하였다.
1640년(인조 18)에는 비인현(庇仁縣)에서 서쪽으로 가던 양곡선이 홍원곶(紅
元 ) 앞바다에서 해적선 두 척을 만났는데, 검은 옷에 당모(唐帽)를 쓰고 낫이나
긴 창을 든 2백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배에 난입해 들어와서는 군량미를 모두 노
략질해 갔다.
자연재해, 해적의 침입만큼 무서운 것이 관리들의 침탈이었다. 어염은 사적으
로 취할 경우 큰 이익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일부 관리들은 백성들에 대한 수탈
로 욕심을 채우기도 하였다.@
1670년(현종 11) 비인 현감(庇仁縣監) 송상주(宋尙周)는 부임한 뒤에 품관(品官)
의 딸을 첩으로 삼고 마음대로 청탁을 받았으며, 경내의 어전(漁箭)에 아우와 종을
보내 공공연히 빼앗았아 파직당하였다. 이 무렵 연해에 사는 백성들은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고 있는데 연변의 각 고을에서 어호(漁戶)에 불법으로 요구하면서, 사수
(斜水)라고 핑계대기도 하고 일차(日次)를 정해주기도 하면서 자주 수탈을 해갔다.
1771년(영조 47) 비인(庇仁)의 백성 중에는 어전(魚箭)을 세력이 있는 집안에게 빼앗
기고, 비변사에 호소하러 홀로 서울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있었다. 결국 그의 호소문은
승지를 통해 영조에게 직접 전해졌고, 세력가에 대한 엄충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1727년(영조 3년)에는 비인에서 비변사에 바치는 공물 중 전죽(箭竹)이
비인에 속한 작은 섬에서 나던 특산물로, 이 무렵에는 더 이상 섬에서 대나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물을 납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어 사다 바
치는 형편이었다.

4. 조선후기 사회의 혼란과 동요
왜란과 호란이라는 긴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
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각 시기
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17세기는 잦은 기근과 전염병의 피해,
관리의 탐학 등으로‘위기’
의 시기였고, 영조~정조 연간인 18세기는 부흥과 안
정의 시기였으며, 19세기는 내부의 모순으로 갈등이 심화되어갔다는 것이다. 서
천지역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전쟁 직후의 서천지역은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 전쟁의 와중에 한산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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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여개에, 군기시(軍器寺)에 바치는 전죽은 8,700여 개나 되었는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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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적이 성하였고, 서천은 피해를 입어 피잔한 읍이 되자 군수가 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려는 경우도 있었다. 군대의 병사들도 도망가는 일이 잦았는데, 잡히
면 바로 참수형을 당할 만큼 큰 죄에 해당되었음에도 도망병은 계속 발생하였다.
1630년(인조 8)에는 도체찰사 김류의 보고에 따라 임천·한산 등 고을의 도망병
을 체포하여 참수하고 그 수급을 조리돌리는 일도 있었다.
전쟁 말기였던 1600(선조 33) 체찰사(體察使) 이항복(李恒福)이 연해 지역을 순
찰하면서 본 것은 비통한 백성들이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이었다. 연해고을의 주민
들에게는 주사(舟師)의 역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주사에 소속된 고을에 대해 특별
히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경감시켜준 것이 없었다. 한산 등
지의 고을 백성들은 연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고역을 지고 있는데다 청어
(靑魚)의 진상(進上)과 각사(各司)의 긴요하지 않은 공물(貢物)과 조운선(漕運船)이
파선되었을 경우 연해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왜란이 끝난 후에도 비인 등의 군현은 탕패함이 심하였다. 그런데도 1602년
(선조 35) 비인현감 민우성(閔友聖)은 정사를 하리(下吏)에게 맡겨두어 고을사람
들의 원망을 사기도 하였고, 한산군수 원욱(元稶)도, 제 몸 살찌우기만 일삼아 파
직당하기도 하였다. 비인 현감(庇仁縣監) 허전(許銓)도 가렴 주구를 일삼으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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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刑罰)을 무리하게 행하는가 하면, 비인 현감(庇仁縣監) 정혁(鄭爀)도 도임한 뒤

제2절 사회 구조와 변동

에 문서를 직접 살피지 않아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온 경내가 도탄 속에 빠
질 지경이었는데, 결국 이 일이 알려져 모두 파직당하고 말았다.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하듯 서천에서는 1654년(효종 5) 천방사 승려의 난
동이 일어났다. 천방사는 서천군 천방산에 있는 사찰로 궁가의 원당(願堂)이 되
어 승려들이 기세를 부렸는데, 이에 대해 1652년(효종 3) 서천군수 이무가 고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상소하자, 천방사를 서천군에 도로 붙이게 하였다. 이런 결정
이 난 이후에도 천방사 승려는 관아의 영을 따르지 않았고, 충청감사가 한산군수
로 하여금 우두머리 승려를 잡아들이게 하였다. 그러자 절의 승려 수백명이 조총
과 활을 지니고 산 골짜기에 숨어들어 저항하였다. 그 뒤 화약으로 절을 불사르
고, 벼슬아치의 집에 불을 지르니, 충청감사는 공주영장 양일한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때 양일한은 한산과 임천 등지의 군병을 징발하여 승려들을 붙잡고,
효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무고한 사람이 죽기
도 하고,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관리들은 처벌 받는 등 서천·한산 지방에
는 한차례 변란의 바람이 불었다.@
전란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개량된 농법의 시행으로 토지생산성이 증대하여 인

<사진 2> 천방산에서 본 가을풍경

구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하였지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자연
재해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특히 중종~명종대에 유독 심
한 재해가 잦아 국가에서는 하늘에 제를 지내고, 진휼정책을 펼쳤다. 서천지역의
자연재해 상황을 대략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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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세종 7년 1월 2일(계유)
세종 17년 6월 24일(갑자)
세종 19년 2월 9일(기사)
세종 23년 9월 12일(을사)
세종 23년 11월 10일(계유)
세종 27년 8월 7일(무신)
세종 30년 1월 1일(무자)
단종 1년 4월 9일(병신)
성종 2년 5월 29일(신축)
연산 1년 1월 19일(계묘)
중종 12년 5월 4일(무인)
중종 14년 5월 11일(계묘)
중종 17년 5월 25일(경오)
중종 19년 2월 8일(계묘)
중종 19년 4월 7일(신축)
중종 20년 8월 23일(경술)
중종 21년 3월 8일(신묘)
중종 21년 3월 16일(기해)
중종 21년 11월 11일(경인)
중종 22년 4월 1일(정미)
중종 23년 1월 21일(갑오)

재해
지진
벼락
가뭄
지진
지진
황충
지진
지진
우박
지진
우박
우박
황충
눈·천둥
우박
우박
전염병
전염병
우박 천둥
우박
뇌성

군현
비인
한산
한산 등
서천
서천·한산
한산·서천
서천·한산
비인·서천
한산
한산 서천 비인
비인
한산·서천·비인
한산
서천·한산
한산·서천
한산
서천 한산
한산
서천
서천
비인

피해상황
여자가 벼락 맞아 죽음
시내와 우물이 모두 말라버림

향과 축문을 보내 해괴제를 지냄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져 사람이 다침

서천10명, 한산19명 사망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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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천지역의 자연재해 상황(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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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재해

중종 23년 4월 13일(갑인)
중종 23년 5월 9일(기묘)
명종 2년 8월 17일(을미)

흙비
우박
햇무리, 바람

비인
서천·한산
서천

군현

명종 3년 11월 8일(기묘)
명종 9년 1월 18일(기미)
명종 11년 9월 22일(정축)
명종 12년 4월 1일(갑신)

비인
서천
천둥
지진 햇무리

지진
지진
비인
서천

명종 12년 4월 4일(정해)

번개

서천

명종 14년 10월 9일(병오)
명종 21년 10월 16일(계유)
명종 21년 10월 17일(갑술)
선조 11년 1월 2일(갑인)
선조 36년 7월 20일(갑술)
광해 3년 12월 13일(무인)
인조 11년 6월 10일(경오)
인조 15년 6월 12일(기유)
인조 18년 4월 22일(계유)
인조 19년 2월 26일(신미)
인조 20년 8월 3일(경자)
인조 25년 9월 11일(무신)
인조 25년 10월 1일(무진)

천둥 번개
서천
천둥 번개 소나기
천둥
서산
바람, 큰 눈
비인
풍변
한산 마량
우레소리
한산
지진
한산
큰비
한산
지진
서천
지진
서천
큰 바람
서천·한산
홍수, 해일
서천
우박
비인

인조 26년 7월 7일(경오)

홍수

인조 26년 8월 4일(병신)
현종 1년 6월 24일(정미)
현종 11년 12월 12일(을미)
숙종 6년 4월 3일(임술)
숙종 16년 1월 21일(계축)
숙종 21년 6월 29일(기미)
숙종 25년 5월 2일(신미)
숙종 30년 8월 12일(기묘)
숙종 32년 6월 7일(계사)
숙종 41년 11월 8일(경자)
경종 3년 4월 8일(정사)
영조 12년 12월 8일(정묘)
영조 17년 7월 18일(경진)
정도 14년 7월 10일(무자)
정조 18년 10월 11일(을축)
정조 18년 11월 4일(무자)
순조 25년 10월 9일(임술)
고종 3년 1월 25일(을유)
고종 4년 9월 27일(정축)
고종 8년 9월 29일(병진)
고종 14년 10월 4일(을유)
고종 25년 9월 28일(병자)
고종 28년 12월 18일(무신)

태풍 폭우
한산
폭우
서천
지진
비인
산이 솟다
서천
지진
비인
해일
서천
해일
한산
지진
비인
지진
한산
천둥 우박
비인
우박
서천
비, 눈, 천둥번개
해일
서천·비인
바닷물이 넘침 비인
태풍
비인·서천·한산
흉년
서천·한산
헤저
한산·비인·서천
수재
서천
목화농사 흉작 서천 등
목화농사 흉작 서천 등
목화농사 흉작 서천 등
목화농사 흉작 서천 등
목화농사 흉작 서천 등

고종 36년 3월 9일(양력)

해일

서천 등

한산·서천

피해상황

나무뽑히고 기와가 날아가고 산등성이
무너짐. 곡식이 모두 쓰러짐

소나무가 뽑힘
조수범람. 해변 언답 300여결을 바닷
물이 덮침
서천
바닷가에 생어와 조개가 무더기로 쌓임
전선 파선. 군기와 잡물이 침실

산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 죽음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짐

2일간 폭우가 쏟아져 냇물이 넘치고
곡식이 물에 잠겼으며 산이 붕괴됨
/휼전거행
사람과 가축이 죽음/휼전거행

서천

10개 고을에 빠져죽은 사람이 116명
포우연안 평야가 침몰됨
물에빠져죽음. 휼전
모시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게 함
모시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게 함
모시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게 함
모시 군포를 돈으로 대납하게 함
모시 군포 검토
바닷물이 넘쳐 사람2명이 사망.낮은
지대가 모두 물에 쓸려가 평지가 됨

심각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국가가 국역부담자인 민인(民人)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록
을 보면 무거운 조세의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부당하게 향교의 장적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서천에만 196인에 이른다는 내용이 보인다. 향교에서 공부하는 교생이 되
면 여러 가지 면세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었는데,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다.

1684년(숙종 10) 공홍도사(公洪都事) 김준상( 儁相)이 도내의 상황을 조사해보니, 신유년
(1681년) 장적(帳籍)에 부당하게 늘은 교생의 수효가 서천(舒川)은 196인에 달하였다. 교생이
되면, 면역(免役), 면강(免講) 등의 여러가지 혜택이 있었으므로, 불법적으로 교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정조대에도 역모사건에 서천사람이 연루되기도 하는 등 조선후기의 혼
란 속에 사회체제의 이완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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